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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고대 먹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선조들의 조묵방법 및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고목재와 고문서의 묵서부의 먹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고목재(창덕궁 신선원전 적심)를 

연륜연대분석한 결과 1899년에 벌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따라서 고목재에 씌어진 먹의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었다 . 
고대 먹 원료인 그을음의 단일입자크기는 고목재의 경우 평균 107㎚로 가장 크게 분석되었고 , 12개의 고문서의 경우 

38~86㎚범위를 나타냈다 . 응집체입자크기 분석 결과 고목재의 경우 평균 370㎚로 단일입자크기와 같이 가장 크게 

분석되었으며 , 고문서의 경우 평균 206~318㎚로 분석되었고 , 단일입자크기와 응집체입자크기 간에는 같은 경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단일입자크기와 응집체입자크기로 그을음의 원료를 분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고목재

와 고문서 묵서부분의 박편상먹의 적외선 및 라만 분광분석에서는 목재나 종이의 간섭으로 먹 입자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없었다. 고목재에서 분리한 분말먹의 라만 분광분석에서는 현대 송연 그을음과 유사한 라만 스펙트럼패턴을 보여 , 
송연먹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

중심어: 고대 먹 , 연륜연대분석 , 그을음 , 단일입자크기 , 응집체입자크기 

ABSTRACT     In this work, scientific and syst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for finding out the methods and techniques 
of ancient ink stick making. Analysis the ancient ink stick on ancient documents and wooden writing as letter or painting, 
we concluded as followings. From the analysis of ancient wood by dendrochronology, wood was cut at 1899, which 
provided the information on the year of ink stick's made on writing on ancient wood. Single particle size for soot of ancient 
ink stick was 107 nm for ink on the roof-filling timber in Sinsunwonjeon of Changdeok Palace, compared to 38 to 86 
nm on the letter on ancient 12 paper document. Aggregate particle size was 370 nm for ink on the roof-filling timber in 
Sinsunwonjeon of Changdeok Palace, but 206 to 318 nm for aggregate particle size on 12 paper documents. There was 
similar pattern between single particle size and aggregate particle size of soot, which might provide the information of 
raw material for ancient ink. From infra-red and Raman spectroscopic analysis of sheet of writing on paper or wood, there 
was severe interference from background material (paper or wood). From Raman spectroscopic analysis of ancient ink 
carefully separated from ancient wood, spectrum pattern was closer to ink stick made by the soot from pine burning.

Key Words: Ancient ink stick, Dendrochronology, Soot, Single particle size, Aggregate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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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ecies Site Sample Year
(A.D)

1
Ancient 
wood

Seoul Roof-filling timber in the Sinsunwonjeon of Changdeok Palace 1899
2 Chilgok-gun Wooden coffins of Chilgok Town 1648
3

Paju-si　
Wooden coffins of Mr. Ji-won Shim 1595

4 Wooden coffins of Mr. Ik-chang Shim 1648

5

Ancient 
paper

Dalseong-gun Book 1 stored in the body of main Budda Statue 
in Geukrakjeon of Yongyeonsa 1655

6
Ganghwa-gun　

Relics stored in the  body of 
Ksitigarbha Statue in 

Myeongbujeon of Jeondeungsa

Book 1 1636
7 Book 2 1636
8 Book 3 1636

9

Namwon-si

Relics stored in the 
body of the Budda statue 

in Myeongbujeon 
of Seonwonsa

Paper attached inside the body of 
King Jingwang Statue 1611

10 Book 1 of King Jingwang 1611

11 Paper attached inside the body of 
Ksitigarbha Statue 1611

12 Paper attached inside the body of 
King Mudokgwi Statue 1611

13 Paper attached inside the body of 
King Yeomna Statue 1611

14 Paper attached inside the body of 
King Taesan statue 1611

15 Paper attached inside the body of 
King Songje Statue 1611

16
Sokcho-si　 Relics stored inside of the 

Ksitigarbha Statue in Bogwangsa

Inscription 1740
17 Book 1 1740
18 Book 2 1420

Table 1. The samples of ancient ink stick used in this study.

1. 서 론

현대 사회는 산업 및 지식정보사회로부터 문화 중심사회

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량생산, 대량소비와 같은 
물질우선의 서구주의 가치관이 각종 고유 문화유산의 재조

명을 통한 정신우선의 동양주의 가치관으로 인식 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될 문

화의 자원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이 세계 최

고의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원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 전통

과학 기술에 대한 자긍심, 재인식, 계승 및 보존에 대한 활

발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다소 소외 되어 왔던 문방

사우에 하나인 고유 먹의 전통 제조기술에 대한 새로운 고

찰과 재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먹은 중국에서 탄생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신라시대에 

비로소 정품의 먹이 생산되었고, 당시 신라의 먹인 양가ㆍ
무가의 먹은 모두 송연먹으로서 그 품격이나 질이 매우 좋

았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른바 조선 먹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 이러한 우수한 먹으로 조선시대의 우리선조

들은 찬란한 수묵화 및 서예예술의 꽃을 피워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편리한 필기구의 등장과 함께 전통 문방사우

는 퇴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장인들도 함께 

소멸되며 전통적 방식에 의한 조묵법은 소멸될 위기에 처에 

있다. 요즘에는 소위 광물성 그을음 또는 카본블랙 같은 것

을 재료로 대량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천연재료를 이용

한 전통방식의 먹과는 먹빛, 침투력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구려 승려 담징에 의해 먹의 제조방법이 일본에 전수

되었고, 중국의 먹에도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가졌던 우리 고

대먹의 조묵기술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전

통과학기술에 대한 재인식과 문화유산의 자원화라는 측면

에서 전통먹 제조에 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그 연구영역이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1,2.
먹의 제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까다로운 작업으로 장

인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료도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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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Master
chronology

Overlap
period t-value G-value

(%)
Innermost 
ring(A.D.)

Outermost 
ring(A.D.)

Roof-filling timber in the 
Sinsunwonjeon hall KWR001M 95 7.3 78% 1804 1899

Wooden coffin of Chilgok DSNEW01M 94 9.5 78% 1528 1648
Wooden coffin of Ji-won Shim PYUNGS2M 118 5.5 70% 1478 1595
Wooden coffin of Ik-chang 

Shim WHANGAN3 88 4.3 63% 1573 1660

Table 2. The results of cross-dating for the samples.

Figure 1. Ink stick particles observed by FE-SEM (Paper at-
tached inside the body of Jingwang Statue in Myeongbujeon of
Seonwonsa, ×50,000, A: single particle, B: aggregate particle).

의 것으로 이들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는 광물성 그을음 또는 카본블랙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기

계로 제작하는 공업먹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공업먹은 천연재료에 의한 고대 먹과는 품질과 품격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제조의 편리성, 가격 등에 의해 현재 

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업 먹마저 저

가품은 중국에 밀리고, 고가품은 일본에 점령당해 우리의 

먹산업은 존폐위기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 먹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선조들의 조묵기술을 파악하고 보존하는 것

이 연구의 목적이고, 또한 이로 인해 고대 전통먹 재현과 

현대 먹의 고급화 및 품질향상을 통해 침제 되어 있는 우리 

먹산업에도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된다. 

2. 재료  방법

2.1. 고목재  고문서 실험재료 

실물의 고대 먹 입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본 연구에서

는 고목재와 고문서의 묵서부분의 먹에서 고대 먹의 분석

을 시도하였다. 고목재는 고 건축물과 관재에서 묵서를 포

함한 부분을 채취한 총 4점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고문서

는 사찰의 불상에 있는 서책 및 부착고지에서 묵서를 포함

한 부분을 채취한 총 14점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고목재 재

료 및 고문서 재료들의 소재지, 시료명 및 연대는 Table 1
과 같다. 이 모든 시료는 문화재 수리 시 및 연대조사용 시

료 중 폐기용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고목재 및 고문서 연대분석

고목재의 연대측정은 연륜연대기법3 을 이용하여 추정

하였으며, 고문서는 문서의 기록과 내용으로 연대를 분석

하였다.

2.2.2. 먹 입자 크기 분석

고목재 및 고문서의 묵서부분에서 채취하여, 이들을 주

사전자현미경(FE-SEM, LEO-1530)을 사용하여 먹 입자를 
5,000~80,000배까지 관찰하였다(Figure 1). 주사전자현미

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Nikon 
NIS-Elements AR 3.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입자 크기 

분석은 단일입자(Figure 1, A)와 응집체입자(Figure 1, B)
로 나눠서 크기를 측정하였다. 

2.2.3. 적외선 및 라만 분광분석기에 의한 작용기 분석

1) 재료 제작

창덕궁 신선원전 적심으로 사용된 고목재와 고문서들

의 묵서부분을 채취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채취는 고목

재에서는 박편상먹1(칼로 묵서부를 도려낸 것, 목재일부포

함)과 분말상먹(긁어 모은 먹), 고문서에서는 박편상먹2
(칼로 묵서부를 도려낸 것, 종이일부포함)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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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k stick particles observed by FE-SEM (Book
1 of Ksitigarbha Statue in Myeongbujeon of Jeondeungsa,
×50,000).

Figure 2. Ink stick particles observed by FE-SEM (Ink stick
on the roof-filling timber in Sinsunwonjeon of Changdeok
Palace, ×5,000).

2) 실험 방법

분석은 적외선분광스펙트럼(Bruker Optik BMBH사의 

IFS 66/S 모델)과 라만분광스펙트럼(Bruker Optik BMBH
사의FRA 106/S 모델)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고목재 및 고

문서에 대해 박편상먹의 적외선 및 라만 분광분석을 실시

하였고, 후에 고목재의 분말상먹에 대해 라만분광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고찰

3.1. 고목재의 연륜연 분석

고목재 재료 4점 중 3점은 오염이 심해 먹 입자를 관찰

할 수 없었고, 1번 시료인 창덕궁 신선원전 적심만이 먹 입

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창덕궁 신선원전 적심 나이테는 95
개 측정되었으며, 비교(마스터)연대기와 비교하여 A.D. 
1804~1899년의 절대연도가 부여되었고, 또한 수피가 존

재하여 이 적심의 벌채연도는 정확히 1899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시료의 연대 및 통계값은 Table 2와 같다. 
따라서 고목재의 벌채 연대를 분석하여 고목재에 씌어진 

먹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고목재와 고문서에 사용된 고  먹의 입자 크기 
분석

고목재와 고문서에 사용된 고대 먹을 주사전자현미경

(FE-SEM)을 사용하여 고목재(목재표면의 먹그림이나 묵

서) 4점과 고문서(종이에 씌어지거나 인쇄된 묵서) 14점의 

먹 입자를 관찰하였다. 고목재 4점 중 건축물 시료인 창덕

궁 신선원전 적심의 먹그림에서는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

으나(Figure 2), 나머지 목관 시료인 칠곡 목관 천판(시료 2
번), 민사공 심지원 목관 횡대(시료 3번), 성천공 심익창 목

관 횡대(시료 4번)의 묵서에서는 시료의 오염이 심하여 입

자를 관찰할 수 없었다.
고문서 시료, 즉 종이에 씌어지거나 인쇄된 묵서 시료 

14점을 대상으로 먹 입자를 관찰하였다. 14점 중 12점의 

시료에서 먹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Figure 1,3), 2점

의 시료에서는 오염이 심하여 관찰할 수 없었다. 
먹입자(그을음)의 크기는 먹의 품질과 먹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고,  또한 먹입자(그을음)의 크기로 그을음의 

원료를 파악할 수 있다4,5. 그을음은 생성 과정에서 탄소 나노 
플러렌(fullerene)을 형성한 다음 이들 입자가 점점 커지면서 
입자 입자와 연결되어 포도송이 모양의 응집체를 이루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6,7,8,9,10,11. 본 연구의 주사현미경에 의

한 관찰에서도 단일입자(Figure 1, A)와 응집체입자(Figure 
1, B) 구조가 상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의 주사 전자 현미경과 화상 이미지 분석에 의한 먹 입

자 크기 분석은 단일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응집체입

자를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3.2.1. 단일입자크기 분석

고대 먹의 단일입자크기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3에 나

타내었다. 고목재의 먹그림인 1번(창덕궁 신선원전 적심

(1899년)) 시료가 평균 107㎚로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고
문서 시료인 12개의 시료의 평균 단일입자크기는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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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inimum value 25%
(the 1st quartile)

50%
(the 2nd quartile)

75%
(the 3rd quartile) Maximum value Mean value

1 40 65 85 140 260 107
2 -* - - - - -
3 - - - - - -
4 - - - - - -
5 40 60 79 100 130 77
6 20 50 60 70 90 58
7 40 60 70 90 200 77
8 40 70 80 100 200 86
9 - - - - - -

10 20 30 40 40 80 38
11 - - - - - -
12 20 40 50 70 200 61
13 20 30 40 50 100 41
14 20 40 50 70 140 57
15 20 40 49 60 110 48
16 10 50 50 70 210 58
17 30 50 54 65 100 58
18 10 30 50 70 110 54

-* The particles, which have been contaminated on the surface, were not observed.

Table 3. The results of single particle analysis (unit: ㎚).

㎚이며, 10번(남원 선원사 명부전 진광대왕 복장유물 중 

서책 1(1611년))시료가 평균 38㎚로 가장 작게 분석되었

다. 8번(강화 전등사 명부전 지장보살 복장유물 중 서책 

3(1636년))시료가 평균 86㎚로 고문서 중 가장 크게 분석

되었다.
爲近4는 먹입자(그을음)란 나무와 기름 등을 태울 때 나

오는 연기에 포함된 탄소의 입자라고 정의하고, 먹의 크기

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물리학자 寺田寅彦으로 1935년 

간접적인 계측법으로 산출해 구경이 0.12 ㎛라고 발표했

다고 하였다. 또한 爲近4는 1945년 최초로 전자현미경을 

사용해 먹입자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은 寺田寅彦의 제자 

中谷宇吉郞으로 측정된 먹입자의 크기는 寺田寅彦가 계산

한 크기와 큰 차이가 없었고, 먹입자가 구형이고, 먹입자의 

크기는 먹의 품질 및 먹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하

였다고 하였다. 爲近5는 1994년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먹입

자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유연먹 입자의 크기는 평균 약 30
㎚범위, 송연먹 입자 크기는 평균 약 100㎚범위라고 보고

하였다. 송연먹은 소나무를 직접 태워 생성된 그을음으로, 
유연먹은 주로 식물성 기름을 태워 생성된 그을음으로 제

조된 먹을 말한다. 본 연구의 각 시료에 사용된 먹을 분석

하면 먹입자의 크기가 가장 큰 1번 시료는 송연먹을 사용

하였다고 추정된다. 반면에 입자 크기가 가장 작은 10번 시

료는 유연먹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의 크기 

입자로 나타난 먹의 그을음의 재료에 대해서는 최솟값이 1번
과 같은 40㎚이고 평균값이 100㎚에 가까운 시료 5, 7 및 

8번은 송연먹을 사용한 것으로, 나머지는 유연먹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2. 응집체입자크기 분석

고대 먹의 응집체입자크기 분석결과는 Table 4에 나타

내었다. 단일입자크기 분석과 같이 고목재 묵서부 1번 시

료가 평균 370㎚로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고문서 시료인 

12개의 시료의 평균 응집체입자크기는 206~318㎚이며, 
17번(속초 보광사 지장보살 복장유물 중 서책 1(1740년))
시료가 평균 206㎚로 가장 작게 분석되었다. 8번(강화 전

등사 명부전 지장보살 복장유물 중 서책 3(1636년))시료가 

평균 318㎚로 고문서 중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Figure 4는 단일입자크기 및 응집체입자크기 간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된 응집체입자는 단일입자의 3.5~6.2
배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단일입자와 응집체입자 간

의 크기를 비교하면, 단일입자의 크기가 클 수 록 응집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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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inimum value 25%
(the 1st quartile)

50%
(the 2nd quartile)

75%
(the 3rd quartile) Maximum value Mean value

1 240 320 350 430 550 370
2 -* - - - - -
3 - - - - - -
4 - - - - - -
5 100 205 260 323 560 275
6 60 190 280 330 770 288
7 70 198 240 333 670 268
8 100 250 314 380 760 318
9 - - - - - -

10 40 143 195 318 600 234
11 - - - - - -
12 50 140 240 353 720 258
13 80 160 205 310 680 247
14 80 190 285 350 690 297
15 100 210 260 320 590 269
16 70 170 210 270 380 223
17 100 160 206 230 420 206
18 80 150 210 280 410 220

-* The particles, which have been contaminated on the surface, were not observed.

Table 4. Analysis of the sizes of aggregated particles (unit: ㎚).

Figure 4. Comparison of the average size between single
and aggregated particle.

자의 크기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ure 4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단일입자크기가 가장 큰 1번 시료의 경우 

응집체입자크기에서도 가장 큰 크기로 분석되었으며, 비
교적 작은 크기로 분석된 고문서 시료의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일입자크기와 응집체입자크기 간에는 

같은 경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3.3. 외선  라만 분 에 의한 작용기 분석

3.3.1. 적외선 분광분석 

분자는 진동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 받을 때만 진동한다. 분자가 진동하는데 필요한 에너

지가 적외선이며 작용기(functional group)마다 다른 진동

에너지를 갖는다. 적외선 분광분석은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 물질에 존재하는 작용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분

석 방법이다(Silvertein, et al 2005)12. 목재나 종이는 구성

하고 있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이 가지

고 있는 작용기에 의하여 적외선 흡광을 한다(Schwanninger 
et al 2004)13. 그을음은 불완전 연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탄소 입자로 흑연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sp2 혼성에 해당하

는 분자구조를 갖기 때문에 특이한 적외선 분광 패턴을 가

질 수 있다(Akhter et al 1985)14. 그을음 입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탄소 플러렌 구조가 만들어진 후 입자들이 응집

체로 만들어지는 구조에 각각의 sp2 궤도의 벗어남 정도를 

적외선 분광 분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또는 그을음 생성

과정에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의 첨가에 따라 산소계 

작용기의 존재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적외선 분

광 분석의 이런 특성을 고대 먹의 구조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Figure 5은 속초 보광사 지장보살 복장유물 중 서책의 

종이부분의 적외선 분광분석이고, Figure 6은 속초 보광사 

지장보살 복장유물 중 서책의 먹부분 즉 박편상2(칼로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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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T-IR spectrum of the no-letter part in the paper
sheet stored in the body of Ksitigarbha Statue in 
Bogwangsa.

Figure 6. FT-IR spectrum of the lettering part (written with
ink stick) in the paper sheet stored in the body of 
Ksitigarbha Statue in Bogwangsa.

서부를 도려낸 것)을 적외선 분광분석한 것이다. Figure 5, 6
에서 볼 수 있는 거와 같이 종이부분만 분석 한 것(Figure 
5)과 묵서부분을 분석과 것(Figure 6)이 같은 패턴을 보였

다. 고목재의 박편상1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

은 서책과 고목재의 묵서부분의 적외선 분광분석에서 적

외선이 묵서부분의 층만 투과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목

재부분이나 종이부분까지 침투하여 분석하여 스펙트럼상

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박편상태에서의 적외선 분광 분석을 통한 고목재나 고문

서의 묵서부분에 존재하는 먹의 특성 분석은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었다. 

3.3.2. 라만 분석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분자의 진동에 의하여 파장을 변

화시켜 일부가 진행방향에서 이탈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

행하는 현상의 산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란 현상을 측정

하는 것이 라만 분광 분석이다. 흑연계 물질에 해당하는 흑

연, 탄소 나노튜브, 풀러린, 그래핀의 라만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피크 1580cm-1 부근의 G 피크와 2700cm-1 부근

의 2D 피크이다. G 피크는 흑연계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피크로서 6각형 구조의 탄소원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모드에 해당되며 D피크는 진동모드에 

의한 것으로 대칭성 때에 완벽한 격자구조에서는 라만 산

란을 관찰 할 수 없다 (정현식 2009)15. 목재 성분에 대한 

라만 분광 분석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

으로 구성된 목재 성분이 각 각 라만 분광에 다른 패턴으로 

산란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복잡한 목재의 구조적 특징 때

문에 명확한 분리는 힘들다 (Agarwal 1999)16. 하지만 흑연

계 물질에 해당하는 그을음의 경우 라만 산란이 구조 분석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을음 단일입자 구의 크기에 따라 

평면 구조에서 구 구조로의 전이 정도가 다른데 이를 근거로 
정성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Sadezky et al. 2005, Ivleva, et 
al. 2007, Knauer et al. 2009)17,18,19. 다이아몬드는 sp3혼성

궤도를 갖기 때문에 1330cm-1에서 특징적인 산란 피크를 

갖고, 탄소 60개로 만들어진 플러린은 1462cm-1에서 뚜렷

한 피크를 갖는데 비하여 탄소 70개로 만들어진 플러린은 

1582cm-1에서 특징적인 피크를 보인다. 따라서 그을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특징적인 라만 

피크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먹의 원료 분석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목재와 고문서의 박편상태에서는 목재의 3가지 주성

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복잡한 구

조로 인하여 특징적인 라만 산란 패턴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묵서부의 분석시 얇은 묵서층에 목재층이 인접하여 있

기 때문에 목재 부분에 의한 간섭에 의하여 묵서부분과 목

재 부분의 라만 패턴이 분리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묵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표층을 면도칼로 조심스럽게 긁어

내어 묵서 부분 분말(분말상)과 묵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

는 목재 부분을 분말로 만들어서 라만 분광 분석을 실시하

였다(Figure 7 및 8). Figure 7은 창덕궁 신선원전 적심 목

재부분의 라만스펙트럼이고, Figure 8은 창덕궁 신선원전 

적심 묵서부분(분말상)의 라만스펙트럼이다. 묵서부에서 

표면 침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묵서부분을 조심스럽게 긁

어내는 과정에서도 목재에 의한 오염을 피하기는 어려웠

지만 묵서부 박편을 라만 측정한 결과보다는 먹 입자에 의

한 라만 효과를 더 측정 할 수 있었다. 목재 내 묵서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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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aman spectrum of the ink-stick particles col-
lected from the lettering part of roof-filling timber in the 
Sinsunwonjeon of Changdeok Palace.

Figure 7. Raman spectrum of the wood part (no-letter) of
the roof-filling timber in the Sinsunwonjeon of Changdeok
Palace).

목재 부분을 긁어 분리하여 라만 분석한 결과 목부에서는 

라만 흡광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지만(Figure 7), 묵서 부분

에서는 현대 먹의 송연 그을음17과 유사한 패턴의 라만 흡

광을 확인하였다(Figure 8). 이로써 고목재의 묵서부의 라

만 분광분석을 통해 고대 먹의 그을음 원료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대 먹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선조들의 조묵방법 및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대 전통먹 재현과 현대 먹의 고

급화 및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고목재와 고

문서의 묵서부의 먹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고목재(창덕궁 신선원전 적심)를 연륜연대분석한 결

과 1899년에 벌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고목재에 

씌어진 먹의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었다.
2. 고대 먹의 단일입자크기는 고목재(창덕궁 신선원전 

적심)의 경우 평균 107㎚로 가장 크게 분석되었고, 12개의 

고문서의 경우 38~86㎚범위를 나타냈다. 고문서의 단일입자

크기는 남원 선원사 명부전 진광대왕 복장유물 중 서책1(1611
년)이 평균 38㎚로 가장 작게 분석되었고, 강화 전등사 명

부전 지장보살 복장유물 중 서책3(1636년)이 평균 86㎚로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응집체입자크기 분석 결과 고목재

의 경우 평균 370㎚로 단일입자크기와 같이 가장 크게 분

석되었으며, 고문서의 경우 평균 206~318㎚로 분석되었

고, 단일입자크기와 응집체입자크기 간에는 같은 경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단일입자크기와 응집체입자크기로 그

을음의 원료를 분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3. 고목재와 고문서 묵서부분의 박편상먹으로의 적외선 

및 라만 분광 분석에서는 목재나 종이의 간섭으로 먹 입자

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없었다. 고목재에서 분리한 분말상

먹의 라만 분광 분석에서는 현대 송연 그을음과 유사한 라

만 스펙트럼패턴을 보여, 송연먹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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